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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게이, 레즈비언, 차이, 성적 소수….

한때 성담론과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가되었던것을떠올려본다. 퀴어 화제

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봉쇄되었고 <해피투게더>는 동성

애장면 때문에 우리와 만날 수 없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마치아무일도없었다는듯이동성애에관한이야기들은우리들의담론의장에서사라져버렸다. 그모든이야기들이잦아든지금,

실상제2회라는명칭이붙었어야했을제1회서울퀴어 화제가열리는아트선재센터를찾았다. 

키노스케이프는언제나무조건현장으로찾아가즉석에서아무(?) 커플이

나덮치는‘게릴라식무 뽀전술’을펼쳐왔지만이번에는이일관된전술

을 포기하고야 말았다. 이‘기괴한 한민국식 편견’으로부터 주인공들을

보호하기위해 화제사무국에연락하여사전에 상자를섭외하는절차

를거치기로한것이다. 왜예의커플들을만날때처럼아무렇지않게‘두

분연인이세요?’하며다가가이야기를나눌수없는것일까? 동성애담론

이무수하게논의되었지만동성애를받아들이기에우리는‘아직도’인가?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화제가 열리는 선재아트센터로

향했다. 매표구 앞 팜플렛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판매하는 노란

색점퍼의자원봉사자들틈에서키노는어렵지않게약속한

커플을 만날 수 있었다. 퀴어 화제 사무국장인 박기호 씨

(29)와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서제인 씨(20). 이들의

건강하고 예쁜(!) 모습에 홀딱 반해 이전의 궂은 생각들은

어느새날아가버렸다.

한동안 컴퓨터 캐디와 텔레비전 방송국 쇼프로그램 구성

작가일을하다가그만두고작년에퀴어 화제팀에합류하게되

었다는기호씨와작년퀴어 화제에관객으로왔던것이인연이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올해는 자원봉사까지 하게 되었다는 제

인 씨. 그들은 서로 처음 만난 것도 작년 퀴어 화제를 통해서

다고 말한다. “<하류>나 <체이싱 아미> 같은 화들을 좋아하는

사람들과손잡고극장에가서볼수는없는지. 퀴어 화제가그런

토 를 빨리 마련해 줄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살

아오면서평생이성애 화들만봐왔어요. 이제는내가동감하는

이야기들도듣고싶어요”라고말하는기호씨는‘동성애운동’이라는말은애써

거부한다. “편견에 도전하고차별에 항한다라는 거창한말을할수도있겠지

만 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편안하게 나하고 싶은 로 하고 싶은 것이죠, 남의

눈길신경쓰지않고.”기호씨가뚜렷하게자기의정체성을갖고있고그것과관

련된 문제들을자기 나름 로 정리한 상태라면제인 씨의경우는‘동성애자다,

아니다’라는것에신경쓴다는것자체가유난스럽다고생각하는것같았다.  기

호씨는제인씨에게는아마퀴어라는말이적합할것이라고말한다. 수줍음많

고 말이 없는 제인 씨가 궁금해졌다. “졸업하고 뭘해요?”“그냥 집에 있어요.”

역시짤막한 답뿐이다. 낯을가리는제인씨를기호씨가옆에서거든다. “이

친구는 작가 겸 감독 겸 배우예요.”문화학교 서울과 한겨레 문화 센터의 화

제작 워크샵에서 내공을 쌓고 있는 화 연출 지망생이라는 제인 씨는 레오스

까락스(역시그랬군!)를좋아한단다. 그가주연을맡았던「짱개보이」는제목에

서느껴지듯중국집배달원과오토바이에 한코믹한이야기이고왠지레비-스

트로스를떠올리게하는제목의「야생의사고」는다분히반사회적메시지를담

은한고등학생에 한이야기라고한다.  이번 화제개막식때는자신이제작

한작품을선보이기도했다고. 퀴어 화제의개인적인콜렉션으로제인씨는자

신과동년배들의이야기인<퀴어세 >를꼽았고기호씨는사무국장답게 화

제에 상 되는 모든 화들을 골고루 사랑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데릭 자만을

가장좋아하는감독으로뽑은그들의선택은예상밖은아니었다.  

한동안냉전기 다가얼마전에화해했다는두사람. 현재이들의관심가운데

있는것은동성애운동이라는정치적으로무장되어진확고한신념이아니었다.

그들은 화가좋아서, 사람이좋아서그공간에있는것이고사소한문제로싸

우기도하고그러다가또그냥화해하기도하며그렇게살아간다. 기호씨는지

금자신이있는이공간에서자기자리를잡아가는것, 그리고동성애커뮤니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한다.  자신이 그랬

던것처럼구타속에서 학창시절을보내는고등학생들의이야기를다큐멘터리

로만들겠다는제인씨도나름 로동세 들의고민과아픔속에서자신의이야

기를찾아가고있었다. 이들은정말로사람을사랑할줄아는사람들인것같았

다. 요즘은좀처럼만나기힘든그런사람들.   

▶ 장훈기자∙사진최정우

힘겨운해피투게더
11월9일, 첫번째서울퀴어 화제에서

이반커플기호와제인을만나다

▶
Happy Together


